
WPAY 소개서
No.1 전자결제기업 KG이니시스의 white label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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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비스 정의

가맹점의 브랜드 컨셉에 맞는 UI,UX를 제공하여, 자체 간편결제 플랫폼 구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편리한 결제 경험을, 가맹점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6자리 비밀번호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WPAY는 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white label 간편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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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TANDARD PRO

개요 기본 모듈에 일부 CUSTOMIZING 가맹점의 기획에 따른 UI,UX 구현

노출방식 가맹점 주문결제 페이지 Embedded 형식 *

서비스 명 가맹점이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 (OO PAY)

지원가능 환경 PC/Mobile WEB, APP 지원

가맹점 ROLE 연동 개발 화면 기획/디자인/퍼블리싱
(개발은 이니시스와 공동 진행)

개발 기간 4주 10주

개발 비용 무료 유료(별도 협의)

추천 대상 특수한 결제 구조 없이
빠르게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싶은 가맹점

특수한 결제 구조 등의 이유로
이니시스와 개발 협의가 필요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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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비스 정의 - WPAY 버전별 연동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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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FERENCE

주요 가맹점

6



카드

7

은행

1-3 지불 협력사

휴대폰 결제 이동통신사+알뜰폰 통신사



1-4 서비스 강점 및 도입효과

1. Customizing을 통한 브랜드 간편결제 구축 효과

- WPAY는 가맹점 특성에 맞게 커스텀 할 수 있어, 고객에게 익숙한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 비용이 없고 짧은 개발 기간

- WPAY STANDARD 버전은 비용 없이 약 4주간의 개발 기간만으로 가맹점의 자체 간편결제 구축이 가능합니다. 

3. 일반 신용카드 결제 대비 1/2 수준의 간편한 결제 프로세스

- WPAY는 일반 신용카드 결제 대비 결제단계를 1/2 수준으로 줄여, 결제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WPAY 결제 : 카드선택 → 결제 비밀번호 입력 → 결제 완료

※ 신용카드 일반결제 : 카드사 선택 → 카드번호, CVC 입력 → 결제 비밀번호 입력 →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 입력 → 결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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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비스 강점 및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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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용률

WPAY는 브랜드 홍보 효과 및 자체 PG 플

랫폼 구축 효과가 있어, 가맹점에 연동된

타 간편결제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이용률

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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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매출 성장률 비교

일반카드결제 WPAY

매출 증대 효과

WPAY는 신용카드 대비 매출성장률이

약 1.5배 높아, 가맹점 매출증대에 기여합

니다.

※ A가맹점 전년대비 매출 성장률

일반카드결제 : 50%  vs  WPAY : 77% 

충성고객, 신규 유저 확보 효과

WPAY는 가맹점의 신규고객유치와 충성

고객을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월간

활성사용자수 증대 효과가 탁월합니다.

* A가맹점 기준 WPAY 도입 후 월간 활성사용자

수 전년 대비 65%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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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AY STANDARD
2-1. 특징

2-2. 연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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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

- 표준버전도 가맹점 embedded 기능이 제공되어 PRO 버전과 동일한 화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커스텀 영역 제공으로 자체 간편결제 구축 효과를 높입니다. 

- 고객이 등록한 실제 카드 이미지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등록한 카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카드사에 한함

2. 다양한 결제 서비스 지원

- 카드, 계좌, 휴대폰 간편결제를 제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할인 기능을 제공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이 가능하여 신용카드에만 프로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 특징

OOPAY 결제

다른 결제 수단 선택

주문 결제

가맹점 embedded 구현예시

WPAY STANDARD로도 PRO 버전 못지 않은 간편결제 구축이 가능합니다. 



OPENTEST연동개발개발
일정협의

퍼블리싱
검수퍼블리싱

OPENTEST연동개발BI 디자인 및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검수디자인기획리뷰기획

가맹점 ROLE인 기획/디자인/퍼블리싱 단계 생략

개발/TEST기간을 거쳐 OPEN 가능

* WPAY PRO 구축 프로세스

2-2 연동절차

WPAY STANDARD는 가맹점 ROLE을 최소화하여 쉽고 빠르게 간편결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WPAY STANDARD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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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AY STANDARD
화면 상세 안내
3-1. 공통 CUSTOM영역 안내

3-2 주요 화면 예시

13



3-1 공통 CUSTOM영역 안내

헤더 영역

- 가맹점 이미지나 텍스트 CI 위치

- 헤더 영역 생략 옵션 제공

- X 닫기 버튼 옵션 제공

체크박스, 마스킹 기호 색상 변경 가능
버튼 type, 색상 변경 가능

STEP명 변경 가능

본 화면에 기재된 내용은 WPAY STANDARD 모든 페이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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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화면 예시

회원가입 프로세스

보안 키패드 TYPE 
선택 가능

CI를 보유한
가맹점인 경우 생략

가맹점 embedded 방식
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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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화면 예시

카드 등록 프로세스

숫자 및 버튼 색상 변경 가능 가맹점 embedded 방식
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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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화면 예시

계좌 등록 프로세스

중앙이미지 및 버튼 색상
변경 가능

가맹점 embedded 방식
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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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화면 예시

휴대폰결제 등록 프로세스

숫자 및 버튼 색상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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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화면 예시

결제 프로세스

결제완료
(가맹점 화면)

결제수단 선택
가맹점 embedded 방식 예시
(가맹점의 개발/API 연동 필요)

결제수단 선택
이니시스 화면 사용 예시

OOPAY 결제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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